
보건진료소는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운영되어지는 건강복지 시설이며  전담
  간호사 1인이 근무합니다.

이용대상 : 선문대학교 학생 및 교직원
이용시간 : 9:00AM ~ 6:00PM
                     (점심시간 : 12:00~13:00)

위      치 : 선문대학교 학생회관 1F
이용방법 : 방문접수 
연 락 처 : 041) 530-2835

학생회관 1층 보건진료소

제세동기 설치 장소

방문 접수(학생증 제출) 건강상담 치료 및 약 제공

응급상황 발생 시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119
교내보건진료소에서 처치가 불가능한 응급상황 발생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속한 신고’입니다.

  119 신고 시 응급의료상담원에게 알려주어야 할 내용

선문대학교 보건진료소 041 530 2835 · 글로벌지원팀

▶ 응급상황이 발생한 위치
     (가능하면 정확히 몇 층, 기숙사의 경우 몇 호 등)

▶ 응급상황의 내용
     (심장발작, 자동차 사고)

▶ 도움이 필요한 환자의 수
▶ 환자의 상태
▶ 환자에게 시행한 응급처치 내용
     (심폐소생술, 자동제세동기 사용 등)

지진대피 
집안에 있을 때 

▶책상, 침대 밑에서 책상
다리를 꼭 잡아야 합니
다.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벽
모서리, 화장실, 목욕탕은 비교적 안전
합니다. 불을 끄고 가스밸브를 잠급니다. 

빌딩 안에 있을 때  

▶책상, 탁자 밑으로 빨리
대피하세요. 

▶창문, 발코니로부터 멀리 있으세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면 안 됩니다.

▶비상계단을 이용해야 합니다.

백화점, 극장, 지하, 운동장에 있을 때  

▶지진을 느끼면 좌석에
서 즉시 머리를 감싸
고 진동이 멈출 때까지 그대로 앉아 있
으세요.

 

 

▶안내자의 지시를 잘 따르고 출구나 계 
단으로 급히 몰려가면 안 됩니다.

▶지하시설물은 비교적 안전하지만 정전,
침수등에 대처해야 합니다. 

▶넓은 운동장은 지진에 안전합니다.

지하철을 타고 있을 때  

▶고정된 물체를 꽉 잡으
세요.

▶문을 열고 뛰어내리면, 지나가는 차량

에 치거나 고압선에 감전되는 등의 

사고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차내 안내방송에 따라서 움직이세요.

응급상황 대응

의식이 없거나 후송을 요하는 응급상황입니까?

YES NO

119

119

환자 발생

즉시 119신고
*의식이 없는 위급한 경우

·심폐소생술 시행
·자동제세동기 사용

119도착 즉시
병원 후송

담당선생님 비상
연락처를 반드시

알아두세요!

평일
오후6시 이후

공휴일

교내
보건진료소

방문

기숙사 사감실
or

담임선생님 연락

적절한 정보제공
필요 시

인근병원 방문

증상에 따른
처치 제공

필요시
인근병원 안내

등산이나 여행중일 때

▶산악, 급경사지에서는 

산사태나 절벽이 무너

질 우려가 있습니다.

▶라디오, 자체방송, 안내요원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대피하세요.

▶해안에서 지진해일특보가 발령되면 높  

은 지역이나 해안에서 먼 곳으로 신속  

하게 대피하세요.

학교에 있을 때

▶책상 밑에 들어가 몸을  

웅크리세요.

▶넘어지는 선반이나 책장으로부터 멀리  

피하여 몸을 보호해야 합니다.

▶선생님 지시에 따라 행동하면서, 침착  

하게 운동장으로 대피하세요.

보건진료소 소개

유학생

보건진료소·글로벌지원팀

본 리플렛은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 아산역행 셔틀버스 : 센텀정형외과, 차앤박 피부과 
● 터미널행 셔틀버스 : 연세나무병원, 삼성미즈병원

구분

정형외과

산부인과

의료기관

연세나무병원

센텀정형외과

삼성미즈병원

위치

아산역 셔틀버스 정류장

KTX역 이마트트레이더스 맞은편

아산역 셔틀버스 정류장

운영시간 (점심시간 : 1시~2시)

9:30~18:30(토, 9:30~14:00)

9:30~18:30(토, 9:30~14:00)

9:00~18:30(토ㆍ공, 9:00~13:00)

연락처

041.537.0000

041.425.0099

041.903.2277

구분

이비인후과

정형외과

안과

내과

피부과

산부인과

치과

의료기관

우리 이비인후과

천안드림 이비인후과

한마음 정형외과

눈빛안과

서울안과

김재하 내과

속편한내과

CNP차앤박 피부과

서울미즈 산부인과

안창훈 산부인과

신세계 치과

남스부부치과

위치

천안터미널 맞은편

신세계백화점 맞은편

신세계백화점 맞은편

신세계백화점 맞은편

천안터미널 맞은편

천안터미널 맞은편

신세계백화점 맞은편

천안터미널 맞은편

신세계백화점 맞은편

동양고속터미널 건물

신세계백화점 맞은편

터미널 셔틀장 국민은행 건물 3층

운영시간 (점심시간 : 1시~2시)

9:00~19:00(토, 9:00~14:00)

9:00~19:00(토, 13:00~14:00)

9:00~19:00(토ㆍ공, 9:00~13:00)

9:00~18:30(목, ~13:00)
(토, 9:00~14:00)

9:00~18:30(토, 9:00~15:00)

9:30~18:30(토, 9:00~13:00)

8:30~17:30(토, 8:30~13:00)

10:00~20:00(토, 10:00~16:00)

10:00~19:00(토, 9:30~13:30)
※ 점심시간, 13:30~14:30

9:00~19:00(토, 9:00~15:00)

9:30~20:00(목, ~19:00)
(토, 9:30~14:00)

9:30~19:00(토, 9:30~15:00)

연락처

041.563.0007

041.554.7575

041.562.0777

041.522.6767

041.522.6767

041.558.8500

041.551.6368

041.552.1199

041.551.5225

041.553.7533

041.564.0028

041.577.2802

구분

내과

피부과/내과

치과

의료기관

삼성조은내과

팰리스의원

SL연합치과

팰리스치과의원

우리삼성치과의원

위치

트라팰리스 맞은편

트라팰리스 상가2층

트라팰리스 맞은편

트라팰리스 상가2층

트라팰리스 맞은편 상가주변

운영시간 (점심시간 : 1시~2시)

9:00~19:00(토, 9:00~14:00)

9:00~19:00(토, 9:00~14:00)

9:30~18:30(토, 9:30~14:00)

9:30~19:00(토, 9:30~14:00)

9:30~18:30(토, 9:30~14:00)

연락처

041.549.7738

041.900.8550

041.549.2080

041.533.8339

041.533.2833

▶ 치료비 보장내용

▶ 치료비 청구 시 준비내용

▶ 보험지원시스템 활용하기(홈페이지)

접속방법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접속 도메인 주소 : www.fstudent.kr

화면구성
  •보 험 증 권 : 보험기간 · 증권번호 · 보장내용 확인 및 증명서 발급
  •보험금 청구절차 : 청구절차, 필요서류, 서류 보낼 곳 
  •주요면책 (보장안함) :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고 및 질병
  •클 레 임 : 보험금 청구 후 진행사항 확인 가능 
  •로그인 화면 하단 : 보험금 청구서 양식 다운로드 및 청구 시 준비할 서류샘플

▶ 보험관련 문의 

구분 보장내용

입원 치료비

통원 치료비

약값

 보장한도

10,000,000(원)

250,000(원)

50,000(원)

상해 및 질병

구분

종합병원

의료기관

천안충무병원

위치

충청남도 천안시
쌍용동 542-3

운영시간 (점심시간 : 1시~2시)

평   일 | 09:30~18:30
토요일 | 09:30~14:00

연락처

041.570.7555

팩스

02-6442-1737

전화

02-558-7383

 이메일

kj@fstudent.kr

회당 8천원 과 급여항목 10% 와 비급여항목 20%를 합한 금액 중 큰 금액

치료비 본인부담금

입원 치료비

통원치료비

약값

1회당 의원 1만원, 병원 1.5만원, 종합병원 2만원 또는 급여항목 
10%와 비급여항목 20%를 합한 금액 중 큰 금액

입원치료비 중 급여항목 10% 와 비급여항목 20%를 합한 금액

접속 아이디 = 학번 비밀번호 : 생년월일 6자리

아산역 행 셔틀버스 이용 시 | 셔틀버스 천안아산역 하차 후 13번 버스 탑승 → 천안충무병원 하차

택시 · 콜밴 이동 시 | 15분~20분 소요

ㆍ보험금 청구서 작성       ㆍ진단서, 병원치료비 영수증
ㆍ약국 조제비 영수증       ㆍ통장사본
ㆍ입원 치료의 경우 “입원치료비 세부내역서” 추가 필요함

서류
보낼 곳 

보험금 청구 시 준비할 서류

팩   스 : 02-6442-1737
이메일 : kj@fstudent.kr

① 병원치료     ②치료비 계산     ③보험회사로 서류발송     ④ 보험금 수령

▶ 손잡이 부분의 안전핀을 뽑는다.
▶ 바람을 등지고 서서 호스를 불 쪽으로 향하게 잡는다.
▶ 손잡이를 꽉 움켜쥐고 불을 향해 분사한다.

소화기 

성인 심폐소생술 

인공호흡에 
자신이 없는 
구조자는 
가슴압박만 시행

심정지 확인 119신고 및
자동제세동기 요청

1 2 가슴압박 30회 시행3

가슴압박과 인공호흡
의 반복 30:2

4

자동제세동기 (AED) 
전원 켜기 → 패드 부착 → 심장리듬 분석 → 전기 충격

전기충격이 필요 없거나 전기충격이 
주어지고 나서는 즉시 심폐소생술 시행

자료제공 : 대한심폐소생술협회, 네이버

자동제세동기의
전원을 켠다.  

1 두 개의 패드를
부착한다. 

2

심장리듬 분석3 제세동 필요→주변사람들
이 환자와 떨어지도록 함4 제세동 버튼을 누름

→ 전기충격
5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교내 
13대 설치 

1 2 3 4

학교인근병원 안내
 - 도보로 15분, 차량이동거리 5분 

천안터미널 주변병원 안내
 - 셔틀버스 승차장 주변 

KTX아산역 주변병원 안내

유학생 보험 안내

유학생 협약병원 [종합병원] 천안충무병원 안내


